
최근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불리는 기술혁신으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선 ‘노동 없는 미래’에 대

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특히 일자

리 감소 문제를 중심으로 많이 논의된다. 인공지능, 

로봇 등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기술혁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종종 발견된다.

Frey&Osborne(2013)은 자동화로 인해 향후 20

년 내 미국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수도 있

다고 전망해 노동의 미래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1)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고용 총량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찬반론이 오가고 있

어 학술적으로 결론이 정립된 것은 아니므로, 노동 

종말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다만 디지

털 전환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저숙련 직종을 중

1)   Carl Benedikt Frey and Michael Osborne,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the Oxford Martin 

Programme on Technology and Employment, 2013, pp. 25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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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존의 경제적 불평

등과 양극화가 심화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은 노동법과 

분배정의 관점에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2)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기본소득(Basic income)

이 불평등, 양극화 등 경제·사회적 난점을 해소할 수 있

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개

인에게 자산조사 및 근로 요건 없이 주기적으로 지급하

는 현금으로,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을 주요 개념 요소로 한다.3) 글로벌 경제의 불평등 속에

서 우리나라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데,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현재의 산

업구조 변화 속에서 경제적 부정의를 해소하는 데 기여

하는 새로운 실험이 될 수 있어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는 기본소득과 노

동 및 노동법의 관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소득이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할 경우 사람들이 

일하기를 회피하고,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평가 절하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기본소득과 기존의 노

동법, 사회보장법 체계가 과연 정합성이 있겠느냐는 지

적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법은 서

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

으며, 나아가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산업구조의 새로

운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권이 강화되고 재정

초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2)  Acemoglu, D. & Autor, D., “Skills, Tasks and Technologies: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Earnings”, NBER Working Paper Series 16082, Cambridg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0); Salvatori, A., “The Anatomy 

of Job Polarization in the UK”, Discussion Paper Series no. 9193, Bonn, IZA 

(2015) 등.

3)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첫째, 기본소득은 현재의 헌법상 근로권 실현 구조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게 해 준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 주도의 

완전 고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고용 창출

은 일차적으로 기업에 맡겨져 있으며, 완전 고용이라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의식한 나머지 근로자의 노동

권보다 기업의 경영권이 우선이라는 본말이 전도된 법 

해석이 내려지기도 한다.4) 게다가 법원은 일할 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 재정이 필요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근로권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 보장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5) 현재의 근로권은 고용에 대한 

형식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뿐, 양질의 노동을 실질적

으로 보장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계속 부각되고 있으며, 고용 형태와 소득수준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경제

활동인구의 75퍼센트 이상이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근로권 개념이 

최초로 형성됐던 19세기 중후반의 법적 논의를 살펴보

면, 근로권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취업해야 한다는 관념

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가치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방

법으로 제시된 것이었다.6)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소득

을 향상시키는 기본소득은 근로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

이 아니라, 근로권의 본래 취지와 뿌리를 같이 하는 것

이며 이를 변화된 경제 환경 속에서 더 잘 실현할 수 있

게 하는 새로운 고민으로 봐야 한다.

둘째, 기본소득은 현재의 노동법이 제대로 포섭하지 

4) 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도7225 판결. 

5) 헌재 2002.11.28. 선고 2001헌바50 결정 등.

6)  Anton Menger, 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 McMillan Press 

(1899). 이철수·이다혜, “안톤 멩거의 노동수익권 －사회주의 이론의 법적 

정립과 19세기 사회적 기본권의 태동－”,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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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는 형태의 소외된 노동을 보호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확산 중인 새로

운 형태의 노동인 플랫폼 노동(Platform 

work) 및 크라우드워크(Crowdwork) 

등을 살펴보자. 지난 몇 년간 미국

과 유럽에서는 우버(Uber), 딜리버루

(Deliveroo)등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플

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

제 돼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음식 배달

앱 종사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과연 근

로자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산

재보험을 비롯해 어떤 사회보호를 제공

할 것인지 등의 쟁점이 계속 다투어지고 

있다.7) 근로자성을 인정하자는 견해, 제

3의 범주를 만들어 보호하자는 견해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노

무 형태의 복잡성 및 이해관계의 다양성

으로 인해 일률적으로 결론짓기 어려운 난제다. 기본소

득은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근로 여

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일정한 소득이기 때문에 현행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새로운 노무제공자들

의 소득 및 교섭력을 보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돌봄노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노동법은 

전통적으로 주로 여성이 수행해 온 돌봄노동을 그 중요

성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범위에서 배제해 비공식 영역

으로 방치해 왔다.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개선을 위해 국

제노동기구(ILO)에서 가사노동자 협약을 제정했고, 우

리나라에서도 최근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

률이 상정돼 있지만, 일터에서의 임금노동에 비해 가정

7)  O'Connor v. Uber Techs., 82 F. Supp. 3d 1133 (N.D. Cal. 2015), 대법원 

2018.4.26. 선고 2017두74179 판결 등.

에서의 돌봄노동이 평가절하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한 

여성 노동의 평등은 구현되기 어렵다. 기본소득이 시행

된다면 가정에서의 돌봄노동을 부담하느라 경력이 단절

돼 있거나, 일·가정 양립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

들에게 일정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8) 가사와 육

아는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기에, 일터와 가정의 균형

을 회복하고 돌봄노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남성 근로

자에게도 물론 마찬가지다.

셋째, 노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세대를 거

듭함에 따라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또 다

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 경제 

8)  권정임, ‘기본소득과 젠더 정의: 젠더 정의를 위한 사회재생산모형’, 마르크

스주의연구 제10권 제4호, 2013; 윤자영, ‘돌봄불이익과 기본소득’, <한국사

회정책> 제25권 제2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등의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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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에는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임금

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비교적 강했지만, 현재의 청년 세

대는 인격적 존중과 일과 삶 양립(Work-life balance)

이 가능한 직업을 갖는 것이 핵심적인 가치로 부상하

고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OECD 국

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데, 기본소득은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

는 힘을 허락함으로써 시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주기

도 한다. 근로자가 본인의 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

보하는 것은 양질의 노동(Decent work)에 기여함은 물

론, 일과 삶의 조화를 증진시킴으로 인해 일터 뿐 아니

라 삶 전반에서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향유하는 것과 직

결된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의 <노동 4.0> 녹서 및 백

서에서는 이를 ‘시간주권’(Zeitsouveränität)이라는 개

념으로 설명한다.9) 따라서 기본소득은 일종의 노동권

으로서의 시간주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소득에 대

한 권리’뿐 아니라, ‘시간에 대한 권리’도 확보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현 시대의 분배 정의에 기여

할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해 보자. 지금은 산업 구조와 가

치 창출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가치설이 유효했으나, 지금은 정보와 지

식을 통해 더 많은 가치가 생산되는 현상을 눈여겨보아

야 한다. 산업 자본주의에서 ‘인지 자본주의(Cognitive 

capitalism)’로 이행이 이뤄지고 있다. 기업이 많은 근

로자를 채용해 노동 집약적으로 제품 생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지금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과 같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생성하는 빅데

이터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인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기업의 이윤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

9)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노동4.0 녹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역, 2016)

한 수익이 기업 자산으로만 축적되고 일반 시민에게는 

분배되지 않으니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기업의 이윤 창출

에 일반인 모두가 기여하고 있으니, 임금노동과 무관하

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면 사회 전체의 재화

가 정의롭게 재분배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종류의 법률과 정책이 그러하듯 기본소득

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만능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기본소득이 시작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빈곤이 해소되고, 젠더 평등이 달성되며, 노동시장의 모

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완전고용의 한계, 4차 산업혁명으

로 인해 부상하는 노동의 새로운 소외 현상, 특히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워라밸의 어려움 등, 누구나 공감

할 만한 어려움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영혼 있는 노동>에서 이철수 교수

의 지적처럼, 지금은 지속가능한 사회 모델을 찾기 위한 

대안적 시도가 필요한 때이며 “생소하다고 해서 배척할 

만한 한가한 시대”가 아니다.10) 기본소득은 우리 헌법

이 보장하는 노동권, 인간다운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에 

부합할 수 있는 실험이므로 입법을 위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10)  이철수·이다혜, <영혼 있는 노동: 한국의 노동법과 일의 미래>, 스리체어

스, 2019 중 저자 대담 “노동의 방식은 삶의 방식이다”, 132면 참조.

※  이 글은 이다혜, “기본소득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 근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60권 제1호, 2019에 게재된 필

자의 논문 및 최근 출간된 이철수·이다혜, <영혼 있는 노동: 한국의 노

동법과 일의 미래>, 스리체어스, 2019에 수록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

임을 밝힙니다. (kerith@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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